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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T 심포지엄
청각구어치료(Auditory-Verbal Therapy, AVT)
: AVT와 마음이론 및 사회성 프로그램
2019. 8. 18 Sun 9:00 – 17:00
서울대학병원 CMI센터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대한청각학회는 2015년부터 매년 AVT (Auditory Verbal Therapy, 청각구어치료)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
다. AVT 심포지움은 청각 및 언어재활 전공 임상가, 학생, 관련 전문가, 부모 등 난청아동의 재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왔습니다. AVT의 원리와 실제, 순차 수술 인공와우 아동을 위한 AVT, 난
청과 유전, 이중언어 지원을 위한 AVT, 중복장애를 가진 난청아동을 위한 AVT, AVT 원격 치료, 청각장애 아동을 위
한 청각-언어 협력 및 조음치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으며, 이번 제 5회 AVT 심포지움은 AVT와 마음이
론(Theory of Mind)과 사회성 프로그램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난청의 진단과 수술, 보장구 착용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친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대한청각학
회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AVT 심포지움은 난청재활에 관한 세계적인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상
황에 맞는 적용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다양해지는 난청아동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과 정
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VT 중재에 대해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AVT 전
문가가 본인들의 경험과 실질적인 방법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본 심포지움이 난청 아동에 대한 이해와 재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청각학회 회장 이 준 호
AVT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선 아

프로그램
대상: AVT에 관심있는 전문가, 학생 및 부모
◆ 한국어 통역 제공
◆

◆

Time

AG Bell Academy의 공식 교육시간으로 인정

Present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09:10-10:30

Theory of mind and Children with Hearing Loss


Jun Ho Lee (Seoul National Univ.)

Coffee break

10:50-12:10

Theory of Mind: Practical Ideas for Intervention

12:10-13:10

Lunch

13:10-15:00

Development and Delivery of a Social Skills Program for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Jill Mustard (M Sp Ed., Dip SLT, LSLS Cert AVT )

15:00-15:15

Coffee break

15:15-16:45

Hearing Loss and Autism

Opening remark
Lecture

Lecture/ Discussion

Lecture

Lecture

Donna Sperandio (Cert. LSLS AVEd., Med-El, New Zealand)

Quiz for AG Bell


17:00-

Activities

Rebecca Claridge (Cert. LSLS AVT., Med-El, Australia)



16:45-17:00

영문수료증 발급

Donna Sperandio (Cert. LSLS AVEd., Med-El, New Zealand)

10:30-10:50



◆

Discussion

Rebecca Claridge, Donna Sperandio & Jill Mustard

Close & Presentation of Attendance Certificates

등록안내
등록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www.audiosoc.or.kr)에서 온라인
사전등록 및 당일등록

대한청각학회 회원가입 안내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가입신청 후 학회에
서 심의 평가 후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
한청각학회 홈페이지(www.audioso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등록
8월 10일(토) 자정
(마감후에는 등록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

◆

등록비
일반 : 5만원 / 학생 : 2만원
◆

◆

강의 교재 및 점심이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253-890029-75004 / 예금주 대한청각학회

문의
대한청각학회
Tel : 02-3784-8551 Fax : 0505-115-8551
E-mail : kaudio2009@naver.com
Homepage : www.audiosoc.or.kr
Address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의생명산업연구원
4005호

반드시 등록자 성함으로 송금해주시고, 성함이 다르거나 단체
로 송금하셨을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28)

CMI센터

◆

버스

창경궁 서울대학교병원 하행 [01002]
- 파랑(간선버스):102, 104, 106, 107, 108,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301, 710
창경궁 입구 상행 [01224] 파랑(간선버스):151, 171, 172, 272, 601
혜화역 서울대학교병원입구 3번출구 앞 하행 [01221]
- 파랑(간선버스):102, 104, 106, 107, 108, 109, 143, 149, 150, 160, 162, 273, 301, 601, 710
- 초록(지선버스):2112, 종로08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 상행
- 파랑(간선버스):102, 104, 106, 107, 108, 109, 143, 149, 150, 160, 162, 273, 301, 710
- 초록(지선버스):2112, 종로08, 종로12(병원순환버스)
병원순환버스 (종로12)
주요정차역:서울대학교병원본관 → 원남로터리 → 종로5가입구 → 종로4가 → 종로3가역(9번출구) → 돈화문 → 원남로터
리 → 서울대학교치과대학 → 서울대장례식장 → 혜화동로터리 → 혜화역3번출구 → 서울대학교병원본관
◆

고속도로(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경부선 서울요금소 → 한남대교 → 을지로 → 이화사거리 → 대학로 → 서울대학교병원

www.audiosoc.or.kr

